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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수록 시간은 더 짧게 느껴지고

탈수록 자신감은 더 커지고

어느새 당신은

바뀌어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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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며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죠? 

특히 면역력과 직결된 근육을 키우기 위해
근력 운동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골격근은 약 650개에 달하며
우리 몸무게의 약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 내부 체온이

크게 상승하고, 체온의 변화에 따라 면역력에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하고 효과적으로 근력을
지킬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근육의 종류
근육은 크게 골격근육, 심장근육, 내장근육 등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보다 
근력이 더 중요한 이유

일반적으로 근육은 대부분 골격근을 말하는데

체중의 약 40%~45%를 차지하는 근육은

뼈를 보호하고, 체형을 유지하고,

운동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심장근육은 심장의 수축과 이완을 관장해 혈액순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장근육이 약하면

혈액이 신체에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여러 질환을 발생 시킬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장근육은 소화기관이나 내장 기관의

연동운동을 촉진하는 근육입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 마지막 배변 활동으로

이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내장근육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죠.

이렇게 중요한 근육이지만, 안타깝게도
다양한 이유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육 생성’이 ‘근육 분해’보다
더 활발해 플러스 상태

‘근육 분해’가 ‘근육 생성’보다
더 활발해 마이너스 상태

30세 이후 근육 감소세 시작
우리의 몸속 근육량은 30대가 되면서

매 10년마다 8%씩 감소하며 하체 근력 또한

70대까지 10년마다 10~15%씩의 저하가 발생합니다. 

그 이후로는 10년마다 25~40%로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하게 됩니다.1)

1) Elena Volpi, Reza Nazemi, Satoshi Fujita, Muscle tissue changes with aging, Curr Opin Clin Nutr Metab Care, 
    2004, 7(4): 405–410.
1) 김태년, 최경묵, 2013년, 근감소성 비만, The Journal of Korean Diabetes.

질병으로 인식되는 근감소증
근감소증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근육의 양, 근력, 

근 기능이 모두 감소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8차 

개정안에 근감소증 진단코드를 포함시켰습니다.2)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빠진다고?

‘근육 생성과 손실’ 매커니즘

근육 감소세를 멈추고 근육을 늘리려면
운동 & 양질의 영양소 섭취가 필요

30세

출처: Muscle tissue changes with aging, Curr Opin Clin Nutr Metab Care. 2004 July ; 7(4): 405–410

30세 이후 근육 감소세 시작, 매 10년 8% 감소

70세 이후부터는 매 10년 15% 감소

20대 이하

근육 증가
근육 생성이 더 활발해 플러스 상태

근육 생성
근육 분해

30대 이상

근육 감소
분해가 더 활발해 마이너스 상태

근육 생성
근육 분해

2) 원장원. 2020년 10월. Diagnosis of sarcopenia in primary health care.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언제 어디서나, 
효과적인 운동 실내 바이크

실내 바이크는 날씨 상관 없이, 
층간 소음 걱정도 없으며, 

배우기 쉽고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유산소와 근력 강화를 동시에 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입니다.

효과적인 운동 기준

무릎 관절 등의
부상 위험이 높지 않음

배우기 쉽고,
혼자서도 할 수 있음

유산소 운동과 근력강화
두가지 효과가 있음

집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층간 소음 걱정 없음

실내 바이크
걷기 수영달리기

요가/
필라테스

헬스
웨이트
트레이닝

2)3)4)

8)

1) 1)

6)7) 6)7)

2)3)4)
1)

9) 9)

1)

5)6)7) 6)7) 6)7)

혼자 할 수 있는 운동 중
효과적인 운동이 있을까요?

1. 근력 자산을 위해 필요한 운동



칼로리 소모의 끝판왕
스피닝 바이크의 페달은 무거운 휠에 연결되어 있어, 

휠을 돌리는 과정에서 많은 칼로리가 소모됩니다. 

또한, 서서 동작을 하는 과정에서 

더욱 많은 양의 칼로리가 소모됩니다.1)

실내바이크
(매우 높은 강도)

러닝크루
(8km/h)

에어로빅
(강)

요가

(60kg 성인 / 1시간 기준)

크로스핏

즐겁고 신나게, 지방은 줄이고 
근육은 늘리고

스피닝은 음악과 함께 안무를 하며 바이크를 

탈 수도 있고, 저항값을 조절해 다양한 운동 강도로 

바이크를 탈 수 있습니다. 강도를 높여 천천히 페달을 

돌릴 때에는 근력 운동의 효과가, 페달을 숨이 찰 때 까지 

빠르게 돌리면 유산소 운동의 효과가 납니다.

780~981kcal

신체 부담 없이 꾸준히 
고강도 운동으로 건강을 해칠까 걱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초심자라 스피닝에 도전할 마음이 쉽게 

안생기기도 합니다. 스피닝은 자신의 수준이나 상태에 

맞춰 정확한 자세로 운동하면 신체에 무리 없이 

지속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실내바이크 원탑! 스피닝

1) Calories Burned During Exercise, Activities, Sports and Work, 2015, NutriStrategy, https://www.nutristrategy.com/   
    caloriesburned.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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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여서 더 멀리
함께여서 더 오래

꾸준한 운동을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혼자하는 운동은 생각만큼 쉽지 않죠. 

하나보단 둘, 둘보다는 셋! 
여럿이 함께 운동 할수록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엔도르핀도 더 많이 나오고

고통도 줄어든다고 하죠.

1. 근력 자산을 위해 필요한 운동

함께여서 더 멀리 함께여서 더 오래

효과적인 그룹 운동

2. 근력 자산을 만들기 위한 꿀팁

개인 vs 그룹 체중 감량 지속
성공률 차이

그룹 운동 시, 체중 감량 프로그램
지속력과 성공률 약 1.25배 차이

그룹 운동 시, 엔도르핀이 더 많이 나오고
그에 따른 고통도 절반으로 줄어듬

개인
엔도르핀 고통감내력

개인
운동

그룹
운동

 그룹

그룹 운동의 효과

76%

95%

그룹운동시
더 많이 분비

50%

100%

1) R R Wing, R W Jeffery. Published Feb 1999. Benefits of recruiting participants with friends and increasing social support 
    for weight loss and maintenance.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2) University Of Oxford. Published Sep 2009. Pulling Together Increases Your Pain Threshold. ScienceDaily.



근력 자산을 위해 필요한 운동과 영양소
운동으로 근육이 손상되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근육은 성장합니다. 이러한 회복 과정에서

양질의 영양소 섭취가 필요합니다.

양질의 영양소
손상된 근육이 회복되면서 근육 성장

운동으로 손상된 근육 회복에 필수 ‘양질의 영양소’

운동 전.중.후
양질의 영양소 섭취

운동만 하면 근력을 완벽히 지킬 수 없다고 합니다.
운동 만큼 중요한건 양질의 영양소 섭취입니다.

운동 중 운동 후

3. 근력 자산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하는 양질의 영양소

운동 후 손상된
근육세포 재생돼 커지고 튼튼해진 근섬유

단백질 & 위성세포가 붙어서 복구

비타민B

근육 피로도
감소에 도움,
근 기능 향상

건강밸런스

장건강

근육 피로도, 
근기능

열 스트레스 감소

근육 회복, 합성

산화 스트레스 해소

근육 회복, 합성근육통, 근육 손상 
감소에 도움

B

아미노산

종합비타민
식물영양소

유산균
근육 피로 회복

오메가3
근력, 근육기능, 
근육손상, 근육량

비타민D
건강한 관절 유지

글루코사민

운동 전

기초 건강 근육/관절 건강

운동 중 운동 후
운동 후의 피로함을

줄이기 위해
땀 발산 후  열 스트레스 &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더 활발한 근육 합성 및
운동 산화 스트레스 해소

비타민B &
수분

단백질

B

항산화
영양소

단백질

D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식약처 공식 기능성 인정 내용은 아닙니다.
본 내용은 특정 제품과 관련이 없습니다.



나를 바꾸는 즐거움
새로운 커뮤니티 플랫폼

함께타는 즐거움
라이딩 앱

칼로리를 태우는 즐거움
스피닝 라이브 클래스 & VOD

운동하는 즐거움
스마트 바이크



다양한 맵의 가상공간에서 친구와 함께

소통하며 라이딩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미션을 달성하고 배지를 획득하는 재미가 

운동을 꾸준히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함께 타는 즐거움
25센트 라이드 - 라이딩 앱

*스마트폰/태블릿 지원 가능



운동하는 즐거움
25센트 라이드 - 스마트 바이크

안전과 안정을 모두 고려한 설계
150kg 최대하중, 50kg 바이크 무게

스피닝 클래스의 
Fun하고 격렬한 
율동도 걱정없이! 

초심자는 더 쉽게, 
상급자는 더 높은 강도로  

11kg 알루미늄 휠

비접촉식 저항으로 
층간 소음 걱정 덜어주는 

저소음 구조

이중 충격 흡수

메모리폼 안장 & 스프링 
충격 흡수 시스템

기본을 놓치지 않는

섬세한 디테일 

무게는 가벼워 초심자는
더 쉽게 돌리고
높은 저항으로 운동강도를
더 높일 수 있는
11kg 알루미늄 휠

양모를 휠에 접촉시켜

물리적으로 운동 강도 조절. 

시간이 지날수록 

마모되어 운동 강도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음

이중 충격 흡수(Dual Shock Absorbing)

인체 공학적 디자인의
메모리폼 안장이

엉덩이 형태를 잡아줌

스프링 충격 흡수
시스템으로 엉덩이 
통증을 최소화 해줌



칼로리를 태우는 즐거움
25센트 라이드 - 스피닝 클래스

피트니스 센터에서의 경험을 그대로 

전용 라이브 스튜디오에서 펼쳐지는 프리미엄 스피닝 컨텐츠*

 •  강사와 실시간 소통

 •  초급 / 중급 수준별 Live & VOD

 •  신나는 노래, 화려한 무대 조명

 •  다이나믹 카메라 앵글

주 5일, 24시간 빈틈없이 제공되는 

스피닝 라이브 클래스 & VOD 스케줄

 •  스피닝 라이브 클래스: 주 5회, 월~금 오후 9시

 •  24시간 재방송: 매시 정각 (단, 오후 1~2시 제외)

 •  스피닝 클래스 VOD 제공 

* 향후 유료 정기구독 서비스로 출시 예정


